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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pipe frames are usually manufactured by complex processes, in which a straight pipe with an arbitrary cross-

section is prepared via a roll-forming process and then fabricated into three-dimensional shapes by a secondary process.

These conventional processes have low productivity. Recently, the inefficiency of the conventional processes has created

the need to develop new forming technologies. In this study, a new incremental roll-forming process is proposed. The study

is aimed at verifying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process and investigating the fundamental process parameters using

finite-element simulations. The result of the simulation demonstrates that the proposed process can be used effectively for

cold fabrication of various shapes of structural pipes. In addition,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f parameters shows that

the forming amount, number of roll sets, and distance between roll sets are significant factors to be considered in resolving

dimensional errors of the product and improving its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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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롤 성형(Roll Forming) 기술은 긴 금속 판재를 연속적으로 배

열된 다단의 롤 금형에 유입시켜 점진적으로 굽히는 성형기술로

써 생산성이 높고 가공비용이 낮아 산업 전반에서, 차체 구조용

프레임 및 시트레일 등의 차량용 부품, 건설용 구조재, 배관용 파

이프 생산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1,2 이러한 롤 성형 기술은 일정

한 단면 형상을 갖는 직관 제작에만 국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형 단면의 프레임 생산에서는 성형 공정 수가 상당히 늘어나게

된다. 또한, 롤 성형으로 제작된 직관(Straight Pipe) 형태의 구조

재를 복잡한 형상의 3차원 프레임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프레싱

(Pressing), 벤딩(Bending), 하이드로포밍(Hydroforming) 등의 추

가 성형 공정을 거치게 되며, 이러한 기존의 생산공정은 복잡함과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산업 전반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형상의 프

레임 생산에 많은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3

따라서 국내외에서는 기존 롤 성형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원천기술 개발과 이와 관련된 응용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일본과 독일에서는 롤 성형 기술의 높은 생산성과

가격 경쟁력 등의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기존 공정의 형상적 한계

를 극복할 수 있는 FRF (Flexible Roll Forming) 기술을 제안하

고, 다단의 롤 성형 공정을 통한 가변단면의 프로파일 성형에 대

하여 개념을 정립하였다.4-6 또한, 독일의 A. E. Tekkaya는 파이프

의 단면 형상에 맞춘 성형 롤의 회전과 롤 세트의 이송으로 2차

원 및 3차원 벤딩과 동시에 트위스팅(Twisting)이 가능한 TSS

(Torque Superposed Spatial Bending) 기술과, 롤의 가압과 롤 세

트의 회전으로 원형 파이프의 단면 사이즈를 가변적으로 성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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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벤딩할 수 있는 ITF (Incremental Tube Forming) 기술을 제안

하고 관련 기술의 개념 정립과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7-9 최근 국

내에서도 가변 단면의 프레임 성형이 가능한 MD-RF (Multi-

Directional Roll Forming) 또는 FRF 기술에 대해 연구되고 있으

며, 이와 관련하여 공정 설계 및 최적화, 시제품 생산, 형상 변수

분석, 그리고 열간 가공에서의 공정변수 분석 등의 연구들이 활발

히 수행되고 있다.10-13 하지만, 이러한 국내의 연구들은 해외 원천

기술에 대한 응용과 공정 개발 등으로 그 영역이 국한적이며, 독

자적인 원천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유연성(High Flexibility)을 강조하는 최근 산

업추세에 부합하여 복잡한 형상의 프레임 성형이 가능하고 기존

기술과의 융합으로 효율적이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점진적

롤 성형 기술을 제안한다. 제안된 성형기술은 성형 롤의 가압 량

과 다수의 성형 롤들로 구성된 롤 세트들의 위치 및 회전 량을 조

절하여 다양한 형태의 파이프 구조재를 점진적으로 성형하는 기

술이며,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으로 제안된 성형 기술을 모

사하여 그 실현성을 검증하고 공정 설계를 위해 주요 공정변수에

대한 기초 분석을 수행하였다.

2. 파이프 구조재 점진적 롤 성형 기술

새로이 제안되는 점진적 롤 성형 기술은 성형 롤(Forming Roll)

의 회전 및 가압과 롤 세트(Roll Set)의 위치 조절 및 회전을 통해

단순한 형상의 파이프 소재를 다양한 단면으로 성형하고, 동시에

2차원 및 3차원의 길이방향 벤딩과 트위스팅이 가능한 새로운

기술로써 그 성형원리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2.1 성형 원리

제안된 롤 성형 기술은 Fig. 1(a)와 같이 파이프 소재 주위에

위치한 성형 롤과 소재의 길이 방향으로 배치된 다수의 롤 세트

로 구성된다. 본 기술에서 성형 롤과 롤 세트는 소재의 단면 방향

으로 위치 조절 및 회전이 가능하며, Fig. 1(b)와 같이 성형 롤과

파이프 소재간의 마찰력으로 소재를 성형함과 동시에 이송

(Feeding)시키게 된다.

단면성형에 있어서, 각 롤 세트의 성형 롤은 Fig. 2(a)에서와

같이 소재의 단면을 점진적으로 가압하여 이형단면을 성형한다.

또한, Fig. 2(b)와 같이 롤 세트의 상하·좌우 위치 조절을 통한 각

롤 세트간 위치 단차를 이용하여 소재를 길이방향으로 2차원 또

는 3차원 벤딩하고, Fig. 2(c)와 같이 롤 세트의 회전과 각 롤 세

트간 회전량 차이를 이용해 소재의 단면을 트위스팅 하게 된다.

3. 성형 시뮬레이션

제안된 롤 성형 기술의 성형원리 검증과 공정 설계를 위한 기초

공정변수 분석을 수행하고자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을 이용하여 성형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3.1 유한요소모델(FE Modeling)

성형 시뮬레이션에는 유한요소법 기반의 상용 해석 프로그램인

Fig. 1 Schematic diagrams of new incremental roll forming

technology

Fig. 2 Principles of incremental pipe fo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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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QUS 6.13/Standard Code를 이용하였으며, Fig. 3은 제안된

성형기술을 모사한 유한요소모델을 보여준다. 본 시뮬레이션에서

요소모델은 해석의 용이성과 수렴성을 높이기 위해 목적형상의

대칭성에 따라 1/2형상 또는 1/4형상으로 모델링(원형관 직경

60 mm, 사각관 폭과 높이 60 mm) 하였다. 소재 모델의 대칭면에

는 Symmetry Condition을 부여하였으며, 소재는 사각형 쉘(Shell)

요소로 설정하였고 소재를 가압하는 성형 롤(Forming Roller)과

소재 가이드(Support)는 강체(Analytical Rigid Body)로 설정하였

다. 앞 장에서 설명한 대로 제안된 성형 공정에서는 파이프 소재

가 성형 롤의 롤링(Rolling)에 의해 이송되지만, 시뮬레이션에서

는 해석의 단순화를 위해 성형 롤과 소재간의 무마찰(Non-

Friction) 조건에서 소재를 가압하여 이송하는 방식으로 설정하였

다. 이는 롤링에 의한 소재이송이 과도한 해석 시간을 야기하고

수렴성을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해석의 용이성 향상을 위해

성형공정을 단순화한 것이며, 가압에 의한 이송 방식이 소재의 변

형 측면에서는 롤링에 의한 방식과 큰 차이가 없음을 사전 성형

해석으로 확인하였다. 성형 롤과 소재간의 접촉 조건은 Surface

to Surface로 설정하였으며, 소재는 구조용 자재로 널리 사용되는

SUS304 재질의 원형 파이프를 이용하였다. ASTM E8규격에 따

라 관형 소재를 인장 시편으로 절취하여 인장시험을 수행하였고,

Table 1과 Fig. 4는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3.2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된 롤 성형 기술의 성형 원리를 검증하기 위해 원형 또는

사각형 단면의 파이프 모델을 이용하여 롤 성형 공정을 모사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성형 롤의 가압량과 배열 형태를 조절

하여 Fig. 5(a)-5(d)와 같이 다양한 파이프 단면 형상을 성형할 수

있었다. Fig. 5(a)는 소재 단면의 상하를 고정하고 좌우를 가압하

여 성형한 I형 단면형상, Fig. 5(b)는 소재 단면의 좌우만을 가압

하여 성형한 타원형 단면 형상, Fig. 5(c)는 소재 단면의 3면을 가

압하여 성형한 삼각형 단면 형상, 그리고 Fig. 5(d)는 소재 단면의

상하좌우를 V형 롤로 가압하여 성형한 십자형 단면 형상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성형 롤의 가압량을 소재의 이송구간에 따라 달

리하여 Fig. 5(e)와 같이 가변단면의 파이프 구조재를 성형할 수

있었으며, 3개의 U형 롤과 3단의 롤 세트를 이용하여 Fig. 5(f)와

같이 삼각형 단면 성형과 2차원 벤딩이 동시에 적용된 복합 성형

공정을 구현하고 그림과 같은 3차원 구조재를 성형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형해석 결과들은 롤 금형의 가압과 배치 그리고 롤 세

트의 위치 조절을 통해 다양한 형상의 파이프 구조재를 성형하는

제안된 기술의 기초 성형원리와 그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3.3 성형 해석과 실험 결과의 비교

앞서 진행된 시뮬레이션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고자 성형 해

석 결과와 해석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행된 실험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Fig. 6(a)는 각 결과의 파이프 단면과 길이방향의 외형을

대칭적으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Fig. 6(b)는 동일한 위치

에서 측정된 해석과 실험 결과의 단면 치수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두 결과는 비교적 유사함을 보여주며, 실

험결과의 단면폭 치수는 평균 49.4 mm로 해석결과의 평균치인

52.3 mm 비교해 약 3 mm의 치수오차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수준의 해석 정확도를 바탕으로 제안된 유한요소

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주요 공정 변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4. 주요공정변수 분석

4.1 정사각형 단면 파이프 다단 성형

주요 공정변수 분석을 위해 기초 다단 성형 해석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3개의 롤 세트를 이용하여 점진적 단면 성형

을 수행하였다. 성형 공정은 소재의 길이 방향으로 배열된 롤 세

트에 파이프가 유입되면, 성형 롤이 단면의 상하좌우 측면에서 소

재의 안쪽 방향으로 가압되도록 설정하였고, 각 롤 세트에서의

Fig. 3 FE modeling for incremental roll forming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SUS304

Material SUS304

Young’s modulus 136 GPa

Yield strength 214 MPa

Tensile strength 948 MPa

Uniform elongation 43%

Total elongation 45%

Fig. 4 True stress-strain curve of SUS304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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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imulation results for various pipes

Fig. 6 Evaluation of the proposed F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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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량은 2 mm로 마지막 롤 세트에서 총 6 mm가 가압되도록 설

정하여 정사각형의 단면을 점진적으로 성형하였다. Fig. 7(a)는

원형 단면의 파이프 소재가 각 롤 세트를 통과하면서 사각 단면

으로 점진적 성형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소재 단면의 변화

를 관찰하기 위해 Fig. 7(b)와 같이 각 롤 세트에서 성형되는 단

면을 해석결과의 노드 좌표(Node Coordinates)를 이용하여 도식

화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 롤 세트에서 성형된 단면 형상을 관찰

한 결과, Fig. 8과 같이 소재의 벽면(Wall) 중앙부가 소재 안쪽으

로 처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사각 단면 성형 시

발생되는 굽힘 변형이 단면의 모서리 부근에 국부적으로 발생되

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공정 변수의 영향으로 모서리 주변의 넓은

구간으로 분포되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공정변수에

따른 단면 처짐(Deflection)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기술

하였다.

4.2 롤 세트 수와 성형량의 영향

제안된 성형 기술에서 주요 공정 변수는 롤 세트 수, 각 세트에

서의 성형량, 그리고 롤 세트간 간격이 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단면 처짐에 대한 롤 세트 수와 성형량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3 -

6개의 롤 세트를 이용하여 사각 단면 성형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마지막 롤 세트에서의 성형량이 총 6 mm가 되도록 각 롤 세트에

서의 성형량을 균일하게 분배하였다. 각 해석 결과의 롤 세트별

성형 단면을 Fig. 9와 같이 그림으로 도식화 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재 단면의 처짐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Fig. 10

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롤 세트에서의 성형 량이 1 mm인 6 롤 세

트 조건의 결과에서는 가장 적은 0.36 mm의 단면 처짐이 발생한

반면, 각 롤 세트에서의 성형 량이 2 mm인 3 롤 세트 결과에서는

가장 많은 0.84 mm의 단면 처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원

인 분석을 위해, 처짐이 발생한 소재 윗면의 소성 변형률(Plastic

Strain) 분포를 해석결과로부터 Fig. 11과 같이 도출하였으며, 그

림은 3 롤 세트 결과와 6 롤 세트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가장 큰 처짐이 관찰된 3 롤 세트 결과에서는 변형률이 처짐 부

분(Deflected Region)의 좌우 평면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고, 굽힘 변형이 발생되는 모서리 부분(Rounded

Region)의 변형률과는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가장 작은

처짐이 관찰된 6 롤 세트 결과에서는 변형률이 처짐 부분 주위에

상대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되고 모서리 부분과의 편차가 작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점진적 롤 성형 공정에서 롤

Fig. 7 FE simulation for multi-step forming

Fig. 8 Deflected wall

Fig. 9 Effect of number of roll sets on the cross-sectional fo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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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 수가 적어 각 롤 세트에서의 성형량이 증가하면 굽힘 변형

이 단면의 모서리 부분보다 중앙부 주변에 집중되고, 이러한 특성

이 소재 벽면 중앙부의 밀림과 처짐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나타내

고 있다.

4.3 롤 세트간 간격의 영향

또 하나의 주요 공정변수인 롤 세트간 간격이 단면 처짐 현상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50 mm, 100 mm, 150 mm, 그리고

200 mm의 롤 세트간 간격과 롤 세트 수(3부터 6개의 세트)를 조

합하여 성형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로부터 각 조건별 단면

처짐량을 도출하였고, 이를 Fig. 12와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래프를 분석한 결과, 롤 세트 수와 상관없이 100 mm, 150 mm,

200 mm의 롤 세트간 간격에서는 단면 처짐이 전반적으로 유사함

을 확인하였지만, 50 mm의 롤 세트간 간격에서는 상대적으로 적

은 양의 단면 처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세부 분석을

위해 6개의 롤 세트 조건의 각 간격별 결과로부터 소성 변형률을

도출하여 Fig. 13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단면의 처짐량이 전반

적으로 동일한 100 mm, 150 mm, 200 mm 간격의 결과는 변형률

이 처짐 부분의 좌우에 집중되고 각 결과가 동일한 경향을 보인

반면, 처짐량이 다소 작은 50 mm 간격의 결과는 처짐 부분의 변

형률이 비교적 균일하고 모서리 부분(Round Region)과 비교해

작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세트간의 간격이 일정 간

격보다 넓어지면 굽힘 변형이 단면의 모서리와 그 주변 영역에

넓게 발생되어 처짐이 심해지는 반면, 간격이 좁아지면 굽힘 변형

은 모서리 부분에만 국부적으로 발생되어 처짐 현상이 감소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롤 세트 수, 각 롤 세트별 성형량, 롤 세트간 간격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형 장치를 제작하여 성형실험을 수행

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장에 기술하였다.

5. 성형 실험

앞선 성형 시뮬레이션으로 분석된 결과는 제안된 기술의 기본

공정설계에 반영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파일럿(Pilot) 장치를 제

작하여 성형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목적형상에 따라 성형롤

의 가압량과 위치 그리고 6개의 롤 세트 배치를 조절하여 수행되

었으며, SUS304 재질의 외경 60.5 mm, 두께 1 mm인 원형의 직

관이 이용되었다. Fig. 14는 파일럿 장치를 이용해 6개의 롤 세트로

Fig. 10 Deflection according to number of roll sets

Fig. 11 Plastic strain on cross section of deformed pipe (3 roll sets

and 6 roll sets with 200 mm spacing)

Fig. 12 Deflections at different distances between roll sets

Fig. 13 Comparison of plastic strain according to roll set sp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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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의 단면을 점진적으로 성형하는 과정으로 완성된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Figs. 14(a)와 14(b)는 소재 단면의 상하좌우를

동일한 양으로 가압하여 성형한 정사각형과 O형 단면, Figs.

14(c)와 14(d)는 소재 단면의 상하를 고정하고 좌우만을 가압하여

성형한 직사각형 단면과 I형 단면, Fig. 14(e)는 소재 단면의 좌우

만을 가압하여 성형한 타원형 단면, 그리고 Fig. 14(f)는 소재 단

면의 상하를 고정하고 좌우를 가압함과 동시에 성형 롤의 위치를

조절하여 성형한 T형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Figs. 15(a)와

15(b)는 6개의 롤 세트를 이용하여 사각단면을 점진적으로 성형

함과 동시에 마지막 3개의 롤 세트에서 트위스팅과 벤딩한 복합

Fig. 14 Experimental results of cross-sectional forming

Fig. 15 Experimental results of twisting and two dimensional bending with cross-sectional fo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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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의 성형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사각형, O형, 직사

각형, I형, 타원형, T형 등의 다양한 단면형상 성형과 트위스팅 및

벤딩을 실제 실험을 통해 구현함으로써 제안된 성형기술의 실현

성을 검증할 수 있었으며, 개별 롤 및 롤 세트의 간단한 위치 조

절만으로 다양한 형상의 파이프 구조재 제품이 성형 가능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상의 파이프 구조재 생산이 가능한 고

유연성의 새로운 점진적 롤 성형기술을 제안하였고, 성형 시뮬레

이션과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기술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유한요소법 기반의 성형 시뮬레이션으로 제안된 성형기술

을 모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안된 기술의 기초 성형원리와 실현

성을 검증하였다.

(2) 제안된 기술의 주요 공정변수 분석을 위해 기초 다단 성형

해석을 수행한 결과, 소재 벽면의 중앙부가 단면 안쪽으로 처지는

단면 처짐이 관찰되었다.

(3) 단면 처짐 현상과 주요 공정변수의 영향에 대한 기초 분석

을 위해 롤 세트 수, 성형량, 롤 세트간 간격을 조절하여 성형해석

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각 세트별 성형량이 과도하면 단면의 처

짐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굽힘 변형이 단면의 모

서리 부분보다 중앙부에 집중되어 소재의 중심부가 밀려 처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또한, 롤 세트간 간격이 일정 간격 이하로 좁아지면 소재의

단면 처짐량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소재 단면에서의 굽힘 변형이

단면의 모서리부분에만 국부적으로 집중되어 중심부의 밀림과 처

짐이 감소되는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5)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제안된 성형기술의 기본 공정

을 설계하고 파일럿 장치를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장치를 이용한

성형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정사각형, O형, 직사각형, 타원

형, I형, T형 등의 다양한 형상으로의 단면성형뿐만 아니라 벤딩

및 트위스팅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성형까지도 실제로 구현해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제안된 성형 기술에 대한 성형 원리와 가

능성을 실증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제안된 성형기술의 각 주요변수에 대한 세부 분석과

공정기술에 대한 최적설계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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